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제3차 학술대회 일정 및 프로그램

- 일시 : 2003년 9월 30일(토) 09:00 ~17:30
- 장소 :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
8:00~9:00

등록

9:00 - 11:00 연수강좌 - TPN과 영양요법
- TPN의 Compliction (technical and metabolics)
안승익(인하대학교 의과대학)
- TPN과 영양소의 상호작용
신완균(서울대학교 약학대학)
- 정맥영양에서 이행 시의 영양지원
라미용(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과장)
- Parenteral Nutrition을 위한 정맥주사 관리
박정윤(서울아산병원 정맥주입 전문간호사)
11:00 - 11:50 초청특강
“Nutrition and Diabetes:Enteral Support Impications"
-Professor Mark L. Wahlqvist (Diector, Asia Pacific Health & Nutrition Centre, Monash
University, Australia)

11:50 - 12:20 총회
12:20 - 13:00 점심식사
13:00 - 15:00 자유연제발표 setion 1 (1-9)

좌장: 김영혜, 김인호

1. 위암환자의 위절제술 후 혈액학적 영양상태의 변화
-류승완, 손수상, 김인호(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영양지원팀)
2. GLUTAMINE INGIBITS LPS-INDUCED PLA2 ACTIVE AND PROTECTS AGAINST
ENDOTOXIN SHOCK IN THE MOUSE
-정연준, 이수택, 김동찬, 김행순, 김선형, 조백환(전북대병원)
3. 6 시그마 경영 기법을 이용한 경장영양액의 HACCP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
-김선정, 이재선, 이송미, 이정숙, 우금명, 김광우, 신증수, 박정흠

,

(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과, 간호부, 진단검사의학과, 마취과, GE Medical Korea)
4. 정맥 영양 (TPN)을 공급받은 중환자의 prealbumin level 변화 평가
Evaluation of prealbumin level in critically ill patients received parenteral nutrition
-구성원, 채상희, 임성희, 안보숙, 정혜경, 신증수
(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지원팀 약제과, 영양과 마취과)
5. 췌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의 영양관리
-이동식, 한귀애, 권우형, 김홍진(영남의대 영양지원팀)
6.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의 내독소의 영향과 영양치료
The effects of endotoxin in post-operative infectious complication and nutritional
therapy
-전우규(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)
7. Diclofenac에 의한 백서의 장손상 모델에서 젖소초유의 효과
Effects of bovine colostrum in diclofenac induced gut injury rat model
-김정욱, 전우규, 윤중원, 박동일, 조용균, 성인경, 박창영, 손정일, 김병익, 염준섭, 박효순
3

4

4

4

손진희 , 김은정 , 신명숙 , 이도현

(성균관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, 진단검사의학과2, 병리과3, 의학연구소4)

2

8.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의 투석 전-후 혈청아미노산의 변화
-조현민, 이명덕(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)

9. 신경외과 중환자들의 영양지원이 호흡기 사용기간에 미치는 영향
(A study on the effect of nutrition support on ventilator care period in NST ICU)
-양은주, 이은(분당차병원 영양팀)
14:00 - 15:20 자유연제 발표 setion 2 (10-20)

좌장: 유옥수, 백현욱

10. 정맥영양으로 간 기능이 악화될 환아에게 Cycilc TPN을 적용한 증례1 보고
-김승란*, 김정태, 조영환, 신혜영, 노환성# (서울아산병원 약제팀. 울산대학교 의과대학#)
11. Glutamine을 포함한 lipid base TNA의 안정성 연구
Stability of glutamine containing lipid base TNA
-박경섭, 정상영, 정성수, 박현진, 조여향, 황미리, 이정균
*
(전남대학교병원, 원광대학교병원 영양지원팀)

12. 가정간호대상자 영양상태평가도구개발
Development of a nutritional assessment tool for home health care centers
-김경례(이대목동병원 간호부)
13. 중환자의 영양상태와 영양지원 요구도에 관한 연구
-이정숙, 변성희, 박경희, 권미화, 이미경, 김새나1), 신증수2)
(영동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간호부1, 마취통증의학과2)
14. 정맥내 항생제 투여시 정맥주사 통로가 정맥염 발생률과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:
생리식염 cap과 생리식염 extension line lock의 비교
-신연희(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간호팀)
15. 단기 TPN 투여 사례에 대한 현황 및 분석
-권국환, 유지형, 지수나, 홍수진, 황영선, 조귀례, 김보경(일산병원 영양지원팀)
16.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의 EN(enteral nutrition support)의 현황
-김나미(이대목동병원 영양지원팀)
17. 영양지원(Nutrition Support)에 대한 강남성모병원 전공의의 인식도 조사
-김진희*, 황은정, 장형원, 이명덕(강남성모병원 영양지원팀)
18. 경장영양액의 제형에 따른 환자 적응도 비교
-장형원, 윤정이, 이명덕(강남성모병원 영양지원팀)
19. 암환자 치료경험
-장석원(서울내과)
20. 경정맥(TPN) 및 경장영양(EN)을 공급받는 환자에서 초기영양상태, 과대사의 정도, 질병의
중증도가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
*
**
-라미용, 김은미, 조영연, 최혜미 , 서정민

(삼성서울병원 영양파트, *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,

**

의과대학)
15:00 - 15:30 Coffee Break

15:30 - 17:30 초청강좌
1. “Enteral Immunonutrition"
- prof. Weimann
(Community Hospital, St, Georg, Leiazig, Germany)
2. “Immunological Aspects of Fatty Acids during Parenteral
Nutrition"
- prof. Bart J. Morlion
(The Catholic Univ. of Leuven, Belgium)
18:00 - 20:00 Reception

삼성서울병원, 성균관대학교

